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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나로우주센터서달탐사선뜬다

이르면 2020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달 탐사선이 발사된다 이

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

사도 올해부터 1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개발

진흥실무위원회를 연 뒤 달 탐사 1단계 개발 계획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달 탐사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42040)에 따라 추진

됐다 1단계(20162018)에서는 달 탐사 기술역량 강

화를 위한 시험용 달 궤도선을 미국 항공우주국

(NASA)와 국제협력으로 개발발사한다

2단계(20182020)에서는 1단계 개발 경험을 바탕

으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한국

형발사체를 활용해 발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가 출연한 항공우주 관련 16개 기관이 2014년

부터 달 탐사 사전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1단계 달 탐

사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총괄해 주관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NASA와 달 탐사 협력의

향서를 체결했으며 신규 예산 200억원도 최종 확보

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550kg급 시험용 달 궤도선 개발과 발

사를 위한 궤도선 본체 탑재체 심우주지상국 등 본

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앞으로 3년간 1978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체 시스템과 궤도선 본체 심우주지상국 등 국내

주도로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목적실용위성과

정지궤도위성 지상국 등의 개발경험을 활용하겠다

는 것이다 탑재체도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공모를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한다

다만 달 탐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만

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주탐사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해 NASA와의 기술협력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다

시험용 궤도선 내 탑재공간 일부를 NASA가 개발

한 탑재체를 수용키로 했다 대신 NASA로부터 달

궤도선 추적 및 심우주 항법 심우주지상국 구축 달

영상 등 데이터 처리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기술검증

자문지원을 받는다 양국간 달 탐사 기술협력 신뢰 구

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항공우주연구원과 NASA

간 국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1차관은 달 탐사는 그동

안의 위성개발과 나로호 발사 등의 우주개발 경험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라

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달 탐사에 대한 적극적

인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한달 전 모바일게임 삼국영웅들을 출시해 구글플레이 게임부문 10위

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렸던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이번엔 캐주얼

MMORPG 루나 달빛도적단을 선보인다

인터세이브는 13일 캐주얼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 루나 달

빛도적단의 사전예약을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루나 달빛도적단은 인터세이브가 국내 퍼블리싱하고 BH게임즈

(대표 우상희)가 개발했으며 iMBC에서운영중인 플랫폼 겜씨를 통해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예약시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남긴

이용자 전원에게는 아이템 기분 좋은 호루라기를 제공하며 200명을

추첨해 iMB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캐시 1만원권도 증정한다

국내보다 해외에서높은평가를 받았던 이야소프트의히트작 루나 온

라인의 정식 후속작으로 대만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등재되는 등

인기를 자랑한 바 있다

사전예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MBC의 루나 달빛도적단홈페이

지(luna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인터세이브 루나 해외서도인기

후속게임 달빛도적단 24일까지예약이벤트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최

근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올해 전략제품

인 풀프레임 DSLR 카메

라 D5를 공개했다

니콘에 따르면 D5는 지

난 2014년 3월에 발매한 D

4S 이후 2년 만에 공개하

는 니콘의 최상위 모델이

다 기존 51포인트였던 고

정밀AF시스템을 153포인트로늘렸다

또화질과감도설정에 관계없이 초당약 12장의 고속연사촬영도 가

능하고 14비트 RAW촬영에도 최대 200장까지 연속으로촬영할 수 있

다

D5는유효화소수 2082만의새롭게 개발한니콘FX포맷CMOS 이미

지센서와새로운화상처리엔진 EXPEED 5를 탑재해니콘카메라 라인

업 중 최고 수준의 상용감도인 ISO 10만2400을 실현했고 최대 ISO

328만까지높일 수 있다

4KUHD(3840×2160) 해상도의 고화질 영상도 초당최대 3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고 촬영 결과물을 슬로우 모션으로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터치 패널을 채용한 32인치 236만 화소의 고화질액정

모니터도갖췄다

오는 3월에 정식 발매할 예정인 D5는 160×1585×92(W×H×D)

사이즈의 차세대 프로페셔널DSLR카메라로 가격은 미정이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니콘 초정밀초점D5 CES서선봬

니콘D5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

상최초로 달 탐사 프로

젝트가시작됐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월30일 한

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

호(KSLV1)가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에서우주를향해발사되

는장면

광주일보자료사진

우리 은하계 밖 외부 은하들에서 초

거대 항성 5개가 발견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바브칸미 항

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

터 연구원은 최근 미국 천문학회 연례

회의에서 다섯 개의 쌍둥이 에타별들

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에타별이란 우리 은하계 용골(龍骨)

자리에 있는 에타카리나에란별을 일

컫는 것으로 두별이 하나의별처럼보

이는쌍성이다

태양보다 500만 배 밝은 에타별은

1840년대에 밝혀지지않은 원인으로 한

차례 폭발한 이후 10차례 이상에 걸쳐

우주로물질들을 내뿜고 있다

이번에 연구진이 발견한 에타별과똑

닮은 다섯 별들은 1500만 광년 떨어진

은하 M83에서 2개 1800만2600만광

년떨어진 은하 NGC 6946M101M51

에서 각각 1개씩발견됐다

확인 작업에는 허블 우주망원경과

NASA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동원됐

다

칸연구원은 (은하에서) 초거대 항성은 드물지만

언제나 자신들이 속한 은하계의 화학물리적 진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이번 발견으로 초거대 항성 진

화의비밀도 밝혀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연구팀은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10만 광년 길이의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크고

밝은 에타별과비슷한별들을찾기 위해밤하늘을 올

려다 봤다 연합뉴스

외부은하 4곳에서우리은하계의에타별과닮은쌍둥이별들 5개

가 발견됐다는 발표가 미국 천문학회에서 나왔다 미국 천문학회

홈페이지에서캡처한화면 연합뉴스

NASA 2000만 광년밖은하서초거대항성 5개발견

미래부 우주개발중장기계획발표

궤도선개발등 3년간 1978억 투입

올상반기NASA와기술협력협약
��� (20162018)

NASA와협력해시험용달궤도선개발발사

��� (20182020)

국내 기술로 달 궤도선과 착륙선 개발 한국형

발사체를활용해발사

달 탐사 프로젝트


